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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애플리케이션 제공   

FortiADC 애플리케이션 제공 컨트롤러(ADC)는 

가용성, 사용자 경험, 성능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최적화합니다. FortiADC의 물리적,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품군은 기업에서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지능적으로 가속 및 배포합니다.

가속화 및 성능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애플리케이션 보호

멀티 코어 프로세서 기술이 하드웨어 기반 SSL 
오프로딩과 결합되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가속화합니다.

자동 장애 복구,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 링크 부하 
분산을 통한 연중무휴 상시 애플케이션 제공으로 
WAN 연결을 최적화합니다.

지능형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OWASP Top 10
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포티넷 보안 
패브릭으로 위협을 탐지합니다.

포괄적인 서버 부하 분산으로 
애플리케이션 가동 시간 99.999% 
확보

서버 오프로딩으로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확장 및 TCO 개선

지능적 트래픽 관리로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가용성 보장

통합형 취약성 스캐너가 내장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하드웨어 기반 SSL 오프로딩, 
순방향 프록시 및 가시성

지능적 사용자 인증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 포함

링크 부하 분산 및 WAN 최적화 
포함

사용자 지정 부하 분산 스크립팅, 
상태 검사 및 콘텐츠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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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기반 SSL 오프로딩, SSL 검사 및 가시성
FortiADC는 4,096비트 키, TCP 연결 관리, 데이터 압축 및 

서버로부터의 HTTP 요청 처리를 지원하여 서버 집약적인 SSL 

처리의 부하를 완화합니다. 따라서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백엔드 

서버의 부하가 감소하므로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SL 순방향 프록시는 FortiADC의 대량 복호화 및 암호화를 통해 

다른 기기(예: FortiGate 방화벽)가 트래픽에서 위협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화벽의 프런트 엔드와 백엔드에 

있는 FortiADC의 인라인 페어에서 모든 암호화를 제거하기 때문에 

방화벽에 추가적인 SSL 처리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FortiADC는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고 인증서를 유지한 채로 

매끄럽게 다시 암호화합니다.

FortiADC의 투명 HTTP/S 및 TCP/S 미러링 기능이 검사 및 보고를 

위해 안전한 트래픽을 복호화합니다. 정상 트래픽의 사본은 분석을 

위해 FortiGate 또는 타사 솔루션으로 보내서 암호화된 트래픽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FortiADC는 애플리케이션 제공 기능을 계속 실행합니다.

FortiADC는 Gemalto의 SafeNet Enterprise Hardware Security 

Modules(HSM)와 통합하면 HSM에서 관리하는 지능형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여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암호화 및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emalto의 SafeNet HSM을 

사용하는 기업은 강력하고 중앙집중식 관리 인증서와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고성능 ADC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으로 재해 복구
FortiADC에 포함된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GSLB)은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보하여 재해 복구를 대비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대응 

시간을 개선합니다. 관리자는 사이트 가용성, 데이터 센터 성능, 

네트워크 지연에 따라 트래픽을 이동시키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FortiADC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노리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FortiADC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제로 데이 공격을 탐지하고 Layer 7 공격을 위한 FortiGuard WAF 

보안 서비스(구독 필요)를 사용하여 다중 벡터 보호(예: SQLi 및 XSS 

보호, 웹 스크레이핑, 강제 보호, 웹 손상 보호, 프로토콜 검증(HTTP 

RFC) 및 웹 공격 시그니처)로 OWASP Top 10 및 다른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FortiADC WAF는 웹사이트 전체에 

웹 취약성 스캔 기능을 제공하여 알려진 공격을 감지하고 

경고합니다.

PageSpeed, 캐싱 및 압축으로 성능 최적화
FortiADC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성능 개선 도구로 구성된 Page-

Speed 제품군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HTTP, CSS, Javas-

cript 및 이미지 전송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FortiADC

의 캐싱은 이미지, 동영상, HTML 파일 및 기타 파일 유형을 비롯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동적으로 저장해서 서버 

리소스를 회수하고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합니다. 

HTTP 압축은 GZIP 및 DEFLATE를 적용하여 최신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유형을 지능적으로 

압축함으로써 필요한 대역폭을 줄이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향상합니다.

포티넷 보안 패브릭과의 심층적 통합
위협 동향이 진화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출현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다방면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노리는 

지능형 지속적 위협은 기존의 단일 벡터 공격 유형과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단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FortiADC는 안티바이러스 및 FortiSandbox

와의 통합을 활용하여 기본 보안 보호를 확장하고, 첨부 파일을 

스캔하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DDoS 애플리케이션, 웹 필터링, IPS, Geo-IP 및 
IP 평판으로 보안 강화
FortiGuard 웹 필터링은 FortiADC의 SSL 순방향 프록시 기능과 

호환되고, 보안 트래픽 검사에서 예외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웹 필터링은 각 URL을 수동으로 구성할 필요 없이, 

관리자가 카테고리 유형별로 웹사이트를 선택하여 그룹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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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지능적 Layer 7 부하 분산

SSL 오프로딩, 순방향 프록시 
및 가시성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

사용자 인증

링크 부하 분산

주요 특징 및 장점

FortiADC 대시보드

(각 사이트 단위가 아니라) SSL 트래픽 검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FortiADC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FortiGuard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DoS/D-

DoS 공격, 피싱 사기, 스패머, 악성 소프트웨어 및 봇넷과 관련된 

소스로부터 보호해주는 IPS, 안티바이러스 및 IP 평판 서비스(구독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립팅을 통해 내장 기능 확대
FortiADC의 Lua 기반 스크립팅 언어는 사전 정의된 명령, 변수, 

연산자를 사용하여 맞춤형 이벤트 중심적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비즈니스 규칙으로 FortiADC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서버 

부하 분산, 상태 검사, 애플리케이션 검증, 콘텐츠 라우팅, 콘텐츠 

재작성을 거의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부하 분산
기본 내장 링크 부하 분산(LLB)은 FortiADC를 2개 이상의 WAN 

링크에 연결하여 가동 중단 위험을 낮추거나 대역폭을 추가하여 

트래픽 혼잡을 완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FortiADC는 송수신 

링크 부하 분산으로 기기에서 나오거나 기기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FortiADC는 정책 라우팅을 사용하므로 거의 모든 

네트워크 LLB 아키텍처에서 복잡한 NAT 및 라우팅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터널 라우팅으로는 값비싼 WAN 링크를 

대여하지 않고도 빠르고 안정적인 사이트 간 연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링크를 취합하여 가상 터널을 만들어 

원격 데이터 센터로 연결해서 특히 처리가 급하고 대량의 단일 

세션 대역폭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예: 화상 회의)에 가용성을 

확보합니다.

VM 및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
FortiADC는 가상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ortiADC 가상 버전은 하드웨어 기반 기기와 동일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며, VMware, Microsoft Hyper-V, Citrix XenServ-

er, Open Source Xen, 및 KVM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rtiADC는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Oracle Cloud에도 제공됩니다.

분석 및 가시성
FortiADC는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서버 풀의 논리적 토폴로지, 

사용자/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분석, 보안 위협, 공격 맵 및 몇 가지 

기타 시스템 이벤트와 경고가 포함됩니다.

직관적인 L7 정책 기반 라우팅이 콘텐츠를 동적으로 재구성하여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버 구성을 지원합니다.

지능형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시그니처, 프로토콜 검증, 웹 
취약성 스캐너, 봇 탐지, DLP, 파일 제한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SSL 오프로딩은 서버 인프라에 미치는 성능 영향을 
완화합니다. 또한, 트래픽에서 위협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FortiGate에 SSL 가시성, 
복호화, 재암호화를 제공합니다.

압축, 캐싱, HTTP 2.0 및 HTTP 페이지 가속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제공 속도를 높이고 
네트워크와 웹 서버 이용률을 개선합니다.

내장된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은 여러 지역으로 트래픽을 분산해서 재해 복구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대응 시간을 단축합니다.

Kerberos, SAML, SSO 및 2단계 인증(FortiToken 및 Google Authenticator)을 사용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정책 집행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링크 부하 분산은 여러 ISP로 트래픽을 분산해서 회복력은 높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역폭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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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간편하게 Layer 4/7 정책 및 그룹 관리 사용, 구성

 고유한 지속성, 부하 분산 방법 및 사용자 그룹을 이용한 가상 

서비스 정의

 고정, 기본 및 백업 정책과 그룹

 Layer 4/7 애플리케이션 라우팅 정책

 Layer 4/7 서버 지속성

 라운드 로빈, 가중치가 적용된 라운드 로빈, 최소 연결, 최단 

응답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부하 분산

 세밀한 서버 제어를 위해 워밍업 속도 제한과 유지관리 모드 

제공(세션 램프 다운 포함)

 SLB 및 콘텐츠 재작성을 위한 사용자 지정 스크립팅

 Microsoft 애플리케이션(예: SharePoint, Exchange, Windows 

Remote Desktop)의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애플리케이션 및 스크립트 상태 검사

 트래픽 풀 복제

Layer 4 애플리케이션 부하 분산

 TCP, UDP 상태 비저장 프로토콜 지원

 라운드 로빈, 가중치가 적용된 라운드 로빈, 최소 연결, 최단 응답

 서버 매개변수(CPU, 메모리 및 디스크)에 따른 L4의 동적 부하 

분산

 영구 IP에 IP/포트, 해시 헤더, 영구 쿠키, 해시 쿠키, 대상 IP 해시, 

URI 해시, 전체 URI 해시, 호스트 해시, 호스트 도메인 해시 포함

Layer 7 애플리케이션 부하 분산

 DNS, HTTP, HTTPS, HTTP 2.0 GW, FTP, SIP, RDP, RADIUS, 

MySQL, RTMP, RTSP 지원

 L7 콘텐츠 전환

– HTTP 호스트, HTTP 요청 URL, HTTP 참조 페이지

– 소스 IP 주소

 URL 리디렉션, HTTP 요청/응답 재작성(HTTP 본문 포함)

 Layer 7 DNS 부하 분산, 보안 및 캐싱

 403 Forbidden 재작성

 콘텐츠 재작성

링크 부하 분산

 송수신 LLB

 정책 라우팅 및 SNAT 지원

 복수의 상태 검사 대상 지원

 간격, 재시도, 시간 초과 구성 가능

 터널 라우팅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GSLB)

 웹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DNS 기반 장애 조치

 여러 사이트의 SSL VPN 배포 사이에 로컬 및 글로벌 부하 분산 

제공

 DNSSEC

 DNS 액세스 제어 목록

 GSLB 설정 마법사

구축 모드

 1개 암 모드(지원을 위해 X-포워딩된 프록시)

 라우터 모드

 투명 모드(스위치)

 고가용성(AA/AP 장애 조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보호

 OWASP Top 10 마법사

 웹 공격 시그니처

 봇 탐지

 웹 취약성 스캐너

 HTTP RFC 규정 준수

보안 서비스

 SQLi/XSS 인젝션 탐지

 OpenAPI 검증

 웹 스크레이핑

 CSRF 보호

 강제 보호

 웹 손상 보호

 데이터 유출 방지

 파일 제한

 쿠키 보안

 XML/JSON/SOAP 검증

 HTTP 헤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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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애플리케이션 가속화
SSL 오프로딩 및 가속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HTTPS 및 TCPS 처리 부하 완화

 완전한 인증서 관리 기능

 안전한 트래픽 검사를 위한 SSL 순방향 프록시

 트래픽 분석 및 보고를 위한 HTTP/S 미러링

 TLS 1.3 지원

HTTP 및 TCP 최적화

 TCP 처리 부하 완화로 100배 가속

 HTTP 및 HTTPS를 위한 연결 풀링 및 멀티플렉싱

 웹 서버 최적화 및 가속화를 위한 HTTP 페이지 가속

 TCP 버퍼링

 HTTP 압축 및 해제

 HTTP 캐싱(정적. 동적 객체)

 서비스 품질(QoS)로 대역폭 할당

 HTTP 및 Layer 4 속도 제한

인증 오프로딩

 로컬

 LDAP

 RADIUS

 Kerberos

 SAML 2.0(SP & Idp)

 2단계 인증 — FortiToken 및 Google Authentication

네트워킹
 NAT으로 최대한의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VLAN 및 포트 트렁킹 지원

 Cisco ACI, Nutanix, OpenStack 및 Ansible

 NVGRE 및 VXLAN 지원

 라우팅 상태 검사(RHI)가 포함된 BGP 및 OSPF

 IPv6 지원

 IPv6 라우팅

 IPv6 방화벽 규칙

애플리케이션 보안
 FortiGuard 안티바이러스 및 FortiSandbox 통합

 GEO IP 보안 및 로그(구독 필요)

 상태 기반 방화벽

 웹 필터링(구독 필요)

 IP 평판(구독 필요)

 IPv4 및 IPv6 방화벽 규칙

 세밀한 정책 기반 연결 제한

 동기화 쿠키 보호

 연결 제한

 침입 방지 시스템(구독 필요)

 애플리케이션 DDoS 보호

 DNS 보안

관리
 단일 대시보드 클러스터 관리

 구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CLI 인터페이스

 보안 SSH 원격 네트워크 관리

 보안 Web UI 액세스

 여러 FortiADC 기기를 중앙에서 관리

 RESTful API

 프라이빗 MIB(임계값 기반 트랩 적용)를 포함한 SNMP

 실시간 데이터 분석

 Syslog 지원

 역할 기반 관리

 진단 유틸리티 기본 내장

 실시간 모니터링 그래프

 기본 내장 보고 기능

 FortiView 통합

 데이터 분석

 최초 로그인 시 시작 마법사

 가상 도메인(V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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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ADC 60F FORTIADC 100F FORTIADC 200F

하드웨어 사양

L4/L7 처리량 400Mbps/200Mbps 1.5Gbps/1.3Gbps 3Gbps/2.2Gbps

L4 CPS 15,000 50,000 100,000

L4 HTTP RPS 45,000 150,000 300,000

최대 L4 동시 연결 1M 3M 5M

L7 CPS (1:1) * 5,000 15,000 25,000

SSL CPS/TPS (1:1) 2K 키 ** 50 400 1,000

SSL 벌크 암호화 처리량 240Mbps 400Mbps 1Gbps

압축 처리량 400Mbps 1Gbps 1.5Gbps

SSL 가속 기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메모리 4GB 8GB 8GB

가상 도메인 2 10 1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5x GE R45 6x GE RJ45 4x GE RJ45, 2x GE SFP

10/100/1000 관리 인터페이스 — — —

스토리지 64GB SSD 64GB SSD 64GB SSD

관리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전원 싱글 싱글 싱글

환경

폼팩터 데스크톱 1U 어플라이언스 1U 어플라이언스

입력 전압 100~240V, 50~60Hz 100~240V AC, 50~60Hz 100~240V AC, 50~60Hz

전력 소비(평균/최대) 14.3W/11.9W 40W/60W 70.98W/109.9W

최대 전류 115V AC/0.9A, 230V AC/0.6A 100V/1.5A, 240V/0.6A 100V/2A, 240V/0.84A

방열 49BTU/h 132~163BTU/h 374.9BTU/h

작동 온도 32~104°F(0~40°C) 32~104°F(0~40°C) 32~104°F(0~40°C)

보관 온도 -31~158°F(-35~70°C) -4~167°F(-20~75°C) -31~158°F(-35~70°C)

습도 20~90% 비응축 10~85% 상대 습도,
비작동, 비응축

 20~90% 비응축

규정 준수

규제 준수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lass A, CE, UL/c

안전 CSA, C/US, CE, UL CSA, C/US, CE, UL CSA, C/US, CE, UL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5 x 8.5 x 6.3 1.75 x 17.3 x 10.55 1.7 x 17 x 11.9

높이 x 너비 x 길이(mm) 38 x 216 x 160 44 x 440 x 268 44 x 432 x 301.4

무게 2.2lbs(1kg) 9.9lbs(4.5kg) 10.98lbs(4.98kg)

모든 성능값은 "최댓값"이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yer 7 CPS — 새로운 HTTP 연결 수(TCP 연결당 HTTP 요청 1회) 측정

** SSL 연결당 HTTP 요청 1회로 테스트, SSL Ciphers=AES256-SHA; 2K 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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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ADC 300F FORTIADC 400F FORTIADC 1000F

하드웨어 사양

L4/L7 처리량 8Gbps 15Gbps / 12Gbps 20Gbps / 15Gbps

L4 CPS 300,000 400,000 425,000

L4 HTTP RPS 1M 1.5M 1.5M

최대 L4 동시 연결 12M 12M 18M

L7 CPS (1:1) * 100,000 120,000 150,000

SSL CPS/TPS (1:1) 2K 키 ** 4,000 15,000 20,000

SSL 벌크 암호화 처리량 3Gbps 6Gbps 7.5Gbps

압축 처리량 6Gbps 10Gbps 12Gbps

SSL 가속 기술 Software ASIC ASIC

메모리 16GB 32GB 32GB

가상 도메인 10 20 4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x GE RJ45, 4x GE SFP 2x 10 GE SFP+, 4x GE SFP, 4x GE RJ45 4x 10 GE SFP+, 8x GE SFP, 8x GE RJ45

10/100/1000 관리 인터페이스 — — 1

스토리지 128GB SSD 120GB SSD 240GB SSD

관리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전원 싱글 싱글(예비 PS 옵션) 듀얼

환경

폼팩터 1U 어플라이언스 1U 어플라이언스 1U 어플라이언스

입력 전압 100~240V AC, 50~60Hz, 5~3A 100~240V AC, 50~60Hz, 5~3A 100~240V AC, 63-47Hz

전력 소비(평균/최대) 90W/99W 114W/137W 267W/320W

최대 전류 100~240V AC/6~3A, 50/60Hz 100~240V AC, 50~60Hz, 5~3A 120V/7.1A, 240V/3.4A

방열 337.8BTU/h 467.4BTU/h 1,092BTU/h

작동 온도 32~104°F(0~40°C) 32~104°F(0~40°C) 32~104°F(0~40°C)

보관 온도 -13~167°F(-25~75°C) -13~167°F(-25~75°C) -4~158°F(-20~70°C)

습도 5–95% 비응축 5–95% 비응축 5–90% 비응축

규정 준수

규제 준수 CE, FCC, RCM, VCCI, BSMI CE, FCC, RCM, VCCI, BSMI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lass A, CE, UL/c

안전 UL, CB, IEC UL, CB, IEC CSA, C/US, CE, UL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73 x 17.24 x 16.38 1.73 x 17.24 x 16.38 1.7 x 17.24 x 20.87

높이 X 너비 X 길이(Mm) 44 x 438 x 416 44 x 438 x 416 44 x 438 x 530 

무게 20lbs(9.07kg) 20lbs(9.07kg) 22.6lbs(10.3kg)

모든 성능값은 "최댓값"이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yer 7 CPS — 새로운 HTTP 연결 수(TCP 연결당 HTTP 요청 1회) 측정

** SSL 연결당 HTTP 요청 1회로 테스트, SSL Ciphers=AES256-SHA; 2K 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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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ADC-VM01 FORTIADC-VM02 FORTIADC-VM04 FORTIADC-VM08 FORTIADC-VM16 FORTIADC-VM32

하드웨어 사양

하이퍼바이저 지원 VMware ESX/ESXi, Citrix XenServer, Open Source Xen, Microsoft Hyper-V, KVM, AWS, Azure, Google Cloud, Oracle Cloud. 
지원되는 최신 하이퍼바이저 버전은 FortiADC-VM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L4 처리량* 1Gbps 2Gbps 4Gbps 10Gbps 16Gbps 24Gbps

가상 도메인 0 0 5 10 15 20

vCPU 지원(최대) 1 2 4 8 16 32

메모리 지원(최대) 4GB 4GB 8GB 16GB 32GB 64GB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원(최대) 10 10 10 10 10 10

스토리지 지원(최소/최대) 50MB/1TB 50MB/1TB 50MB/1TB 50MB/1TB 50MB/1TB 50MB/1TB

처리량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관리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 실제 성능 값은 네트워크 트래픽과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 결과는 Intel CPU E5-1650 v2 @ 3.50 GHz에서 VMware ESXi 5.5를 실행하는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FORTIADC 2000F FORTIADC 4000F FORTIADC 5000F

하드웨어 사양

L4/L7 처리량 40Gbps / 25Gbps 60Gbps / 35Gbps 250Gbps / 220Gbps

L4 CPS 750,000 800,000 4M

L4 HTTP RPS 2.6M 3.8M 18M

최대 L4 동시 연결 36M 72M 160M

L7 CPS (1:1) * 250,000 300,000 1.1M

SSL CPS/TPS (1:1) 2K 키 ** 37,000 54,000 100,000

SSL 벌크 암호화 처리량 11Gbps 14Gbps 120Gbps

압축 처리량 18Gbps 25Gbps 150Gbps

SSL 가속 기술 ASIC ASIC ASIC

메모리 64GB 128GB 192GB

가상 도메인 60 90 9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8x 10 GE SFP+, 8x GE SFP, 8x GE RJ45 8x GE, 4x 10 GE, 2x 40 GE 4x 100 GE QSFP28, 8x 40 GE QSFP

10/100/1000 관리 인터페이스 1 1 1

스토리지 240GB SSD 480GB SSD 960GB SSD

관리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HTTPS, SSH CLI,
Direct Console DB9 CLI, SNMP

 

전원 듀얼 듀얼 듀얼

환경

폼팩터 1U 어플라이언스 2U 어플라이언스 2U 어플라이언스

입력 전압 100~240V AC, 63-47Hz 100~240V AC, 63-47Hz 220~240V AC

전력 소비(평균/최대) 282W/340W 300W/360W 2,200W

최대 전류 120V/7.1A, 240V/3.4A 120V/8A, 240V/4A 120V/11.8A, 240V/9.6A

방열 1,160BTU/h 1,228BTU/h 7,506BTU/hr

작동 온도 32~104°F(0~40°C) 32~104°F(0~40°C) 50~95°F(10~35°C)

보관 온도 -4~158°F(-20~70°C) -4~158°F(-20~70°C) -40~140°F(-40~60°C)

습도 5~90% 비응축 5~90% 비응축 8~90% 비응축

규정 준수

규제 준수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lass A, CE, UL/c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lass A, CE, UL/c

CE, FCC, RCM, VCCI, BSMI

안전 CSA, C/US, CE, UL CSA, C/US, CE, UL UL, CB, IEC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7 x 17.24 x 20.87 3.46 x 17.24 x 20.87 3.4 x 17.2 x 30.2

높이 X 너비 X 길이(Mm) 44 x 438 x 530 88 x 438 x 530 80.6 x 436.9 x 777.2

무게 22.6lbs(10.3kg) 27lbs(12.25kg) 68.3lbs(31kg)

모든 성능값은 "최댓값"이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yer 7 CPS — 새로운 HTTP 연결 수(TCP 연결당 HTTP 요청 1회) 측정

** SSL 연결당 HTTP 요청 1회로 테스트, SSL Ciphers=AES256-SHA; 2K 키

 
**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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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제품 SKU 설명

FortiADC 60F FAD-60F FortiADC 60F, 5x GE RJ45 포트, 64GB SSD.

FortiADC 100F FAD-100F FortiADC 100F, 6x GE 포트, 1x 64GB SSD 스토리지.

FortiADC 200F FAD 200F FortiADC 200F, 4x GE RJ45 포트, 2x GE SFP 포트, 1x 64GB SSD 스토리지.

FortiADC 300F FAD-300F FortiADC 300F, 4x GE RJ45 포트, 4x GE SFP 포트, 2x GE 관리 포트, 1x 128GB SSD 스토리지.

FortiADC 400F FAD-400F FortiADC 400F, 4x GE RJ45 포트, 4x GE SFP 포트, 2x 10 GE SFP+ 포트, 2x 관리 포트, 1x 480GB SSD 스토리지, 
하드웨어 SSL 가속기, 예비 PSU 옵션.

FortiADC 1000F FAD-1000F FortiADC 1000F, 4x 10 GE SFP+ 포트, 8x GE SFP 포트, 8x GE RJ45 포트, 1x GE RJ45 관리 포트, 1x 240GB SSD, 듀얼 AC 전원.

FortiADC 2000F FAD-2000F FortiADC 2000F, 8x 10 GE SFP+ 포트, 8x GE SFP 포트, 8x GE RJ45 포트, 1x GE RJ45 관리 포트, 1x 240GB SSD, 듀얼 AC 전원.

FortiADC 4000F FAD-4000F FortiADC 4000F, 2x 40 GE QSFP, 4x 10 GE SFP+ 포트, 8x GE SFP 포트, 1x GE RJ45 관리 포트, 1x 480GB SSD, 듀얼 AC 전원.

FortiADC 5000F FAD-5000F FortiADC 5000F, 4x 100 GE QSFP28, 8x 40 GE QSFP, 1x GE RJ45 관리 포트, 1x 960GB SSD, 듀얼 AC 전원.

FortiADC-VM01 FAD-VM01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1x vCPU 코어까지 지원.

FortiADC-VM02 FAD-VM02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2x vCPU 코어까지 지원.

FortiADC-VM04 FAD-VM04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4x vCPU 코어까지 지원.

FortiADC-VM08 FAD-VM08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8x vCPU 코어까지 지원.

FortiADC-VM16 FAD-VM16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16x vCPU 코어까지 지원.

FortiADC-VM32 FAD-VM32 FortiADC-VM 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 32x vCPU 코어까지 지원.

Central Manager 10 FAD-CM-BASE FortiADC Central Manager 라이선스 키, FortiADC 기기 10개까지 관리, VMware vSphere.

Central Manager 무제한 FAD-CM-UL FortiADC Central Manager 라이선스키, FortiADC 기기 무제한 관리, VMware vSphere.

액세서리 옵션

FortiADC 400F 예비 전원 SP-FAD400F-PS FAD-400F용 AC 전원.

FAD-DAT-R39-202004FST-PROD-DS-ADC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5에스타워 14 /15층     전화: 080-559-8989     Email: kr-callcenter@fortinet.com
Copyright © 2020 Fortinet, Inc. All rights reserved. Fortinet®, FortiGate®, FortiCare® 및 FortiGuard®와 몇몇 기타 표시는 Fortinet, Inc.의 등록 상표이며 본문에 기재된 여타 Fortinet 이름 또한 Fortinet의 등록 및/또는 일반 법적 상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품 또는 회사명은 각각 해당하는 소유주의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성능 및 기타 지표는 이상적인 실험 조건 하에서 수행한 사내 연구소 테스트 결과로 획득한 것이며, 실제 성능 및 기타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변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 및 기타 조건 등이 성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어떤 내용도 포티넷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포티넷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모든 보증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포티넷에서 법무 자문 위원의 서명 결재를 거친,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이 내용을 분명히 밝힌 특정 성능 지표에 따른 성능을 발휘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와 
같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계약서에서 분명히 밝힌 특정 성능 지표만이 포티넷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의미를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장은 포티넷의 사내 연구소 테스트를 한 조건과 동일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성능에만 
국한됩니다. 포티넷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본문에 따른 각종 약정, 대변 및 보장 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포티넷에는 본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 수정, 전송 또는 여타의 형태로 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 출판물의 내용은 최신 버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www.fortinet.com/kr


